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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CT 영상의 잡음수준은 기타 영상품질지표들을 평가하는 바탕이 되는 

지표가 되며, 스캔 프로토콜 최적화를 위해서는 환자선량 확인과 함께 

평가되어야하는 지표이다. 영상의 품질평가에서 잡음평가가 차지하는 비

중이 중대하지만, 대부분의 임상절차에서 현재까지도 수동측정에 의존하

고 있으며 이는 업무효율과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본 연구에서는 에지성

분 및 화소방향성의 무질서도를 포함하는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을 정의

함으로써 평가대상 조직 내 균질한 영역을 자동적으로 추출하여 지정한 

영역에서의 잡음수준을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을 이용하여 평가대상영역 내 소규모 구조물을 

포함하는 영역 및 구조물 전환 영역을 성공적으로 분리해냄으로써 기존 

여과중첩재구성법 대비 반복적재구성기법의 잡음수준 저감도, 구조물 첨

예도, 구조물 보존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소아 및 성인, 다양한 프

로토콜로 촬영한 94명의 환자 CT 영상 16,517장에서 대상영역 내 균질

한 관심영역을 성공적으로 추출함으로 확인하였으며 (99.46%), 2명의 영

상의학과 전문의가 수동 측정하여 수립한 참조 잡음수준과의 비교분석에

서 0.86의 높은 상관계수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과중첩재구성법에 

비하여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재구성한 GE의 ASIR50%, Philips의 

iDose4 영상에서 각각 29.34%, 27.63%의 잡음수준 저감도, 3.33%, -0.97%

의 구조물 첨예도 변화, 29.4%, 114.4%의 구조물 보존도를 보임을 확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은 환자의 신체를 고

려한 종합적인 영상품질지수를 자동적으로 산출해내게 하였으며, 이는 

환자선량과 함께 분석을 통해 영상검사별 최적의 CT 프로토콜 제안 및 

환자특이적 선량, 품질지수를 제시할 수 있게 한다.

주요어 : 전산화단층촬영, 반복적재구성기법, 영상품질, 영상잡음,

구조물 첨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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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전산화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CT)

전산화 단층촬영 (Computed Tomography, CT)은 1972년 Godfrey

Hounsfield의 개발 이 후, 환자의 병변진단 및 기초 연구에 폭 넓게 활

용되며 영상의학 분야의 필수적인 진단 장치로 자리매김해왔다 [1].

CT는 X-선 튜브가 360도로 회전하면서 X-선이 환자 신체를 일부는 흡

수 혹은 투과하도록 하여 감쇄된 방사선을 검출기로부터 재구성하여 2차

원 단면 영상을 얻어낸다 [2, 3]. 초기 개발된 CT는 하나의 단면 영상을 

촬영하고 재구성하는데 10분 가량 소요되었으나, 최근 임상에 사용되는 

CT는 주로 다중검출기 이용하기 때문에 갠트리 1회전으로 여러 단면을 

수 초 이내에 얻을 수 있다.

초기 버전의 CT는 다중검출기, 나선형 촬영 등스캔 시간 저감에 중점

을 두어 발전해왔으며, 최근 20년간 저선량으로 고화질의 영상을 얻는 

기술을 중점적으로 발전해왔다 [4, 5]. 이러한 기술발전에 힘입어 미국 

내 CT 촬영 건수는 매년 10%씩 증가하여 2011년 기준 8,500만 건에 이

르게 되었고, 국내의 경우도 매년 10%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6].

CT 기술의 발전으로 병변의 조기진단 및 치료에 획기적으로 이바지하

였으나, National Council on Radiation Protection and Measurements

(NCRP) 160 보고서에서는 CT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피폭량이 자연방사

선 피폭량을 초과하였으며 미국 내 CT 촬영으로 인한 암 발생률이 전체 

암 발생률의 2%까지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7]. 따라서 부주의한 CT

촬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검사에 따른 최적의 프로토콜을 확

립함으로써, CT 촬영을 정당화하며 이에 수반되는 피폭선량을 최소화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환자의 신체 크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량을 

조절하는 자동노출제어 (Automatic exposure control, AEC), 반복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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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기법 (Iterative reconstruction), 다중에너지 촬영기법 (Dual energy

imaging) 등의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이를 통해 최소의 

방사선량을 통한 최적의 영상품질 획득을 추구하고자하는 국제적 움직임

에도 발맞추어가고 있다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ALARA)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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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반복적 재구성 기법

CT 영상은 일반적으로 X-선이 환자 주위를 360도로 회전하면서 각 방

향에서의 투영 (projection)된 데이터를 검출기에서 얻은 후, 이에 지정한 

필터를 콘볼루션하여 얻어낸다. 재구성은 여과중첩재구성법 (Filtered

back projection, FBP)으로 대표되는 1회적 재구성 기법으로부터, 최근에

는 각 제조사에서 반복적 재구성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임상에도 널리 사

용되고 있다. 반복적 재구성 기법은 시스템의 구조, 영상잡음모델, 검출

기 특성 등의 사전정보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영상잡음을 저감시키며,

이에 따라 방사선량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3-16]. 반복적 재구

성 기법은 기존의 1회적 재구성 기법에 비해 계산량이 많아 재구성 시간

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으나, 최근 그래픽 처리장치 (graphic

processor unit, GPU), 병렬처리장치 등 컴퓨팅 능력의 발전에 힘입어 

임상에서도 무리 없이 사용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 [17-18].

주요 CT 제조사에서는 고유의 반복적 재구성 기법을 보유하고 있으

며, 알고리즘에 따라 사용하는 사전정보가 상이하며 영상의 특성도 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각 제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재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기밀로 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방법론적으로 크게 두 가

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광자의 통계학을 기반으로 

하는 통계적 반복적기법이며, GE Healthcare의 adaptive statistical

iterative reconstruction (ASIR), Siemens Healthcare의 sinogram

affirmed iterative reconstruction (SAFIRE)와 advanced modeled

iterative reconstruction (ADMIRE), Philips사의 iDose, Toshiba사의 

adaptive iterative dose reduction 3D (AIDR 3D) 기법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는 전체 시스템과 영상획득과정을 모델 기반으로 재구성하는 모델기

반재구성법이며, Philips사의 iterative model reconstruction (IMR)과 GE

사의 Veo (model-based iterative reconstruction, MBIR)이 대표적이다.

제조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반복적재구성기법은 혼합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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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nding percentage)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여과중첩재구성법에 비하여 반복적재구성법에서 영상의 잡음이 상당수준 

감소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환자 선량도 저감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몇몇의 연구에서는 반복적재구성기법을 통해 영상의 잡음

의 저감과 동시에 해부학적 구조물 성분의 열화가 불가피함을 보고하고 

있다 [19, 20]. 그러나 현재까지는, CT 촬영 시 환자의 선량, 영상의 잡음

을 포함하는 영상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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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량 및 영상 품질평가

CT 영상 품질은 주로 영상잡음 (noise), 신호 대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 SNR), 대조도 대 잡음비 (contrast to noise ratio, CNR), 공

간 분해능 (spatial resolution), 병변 감지능 (lesion detectability) 등의 

지표로 평가된다. 이 중 영상잡음 지표는 타 품질지표를 대표할 수 있는 

변수로 사용되며, 따라서 정확한 영상잡음 평가는 포괄적인 영상의 품질 

평가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21, 22].

입사하는 광자가 영상의 화소에 직접 매칭되는 일반 X-ray와 달리 CT

는 검출기에 매칭이 되고, 따라서 CT 영상의 잡음은 검출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에 따라 좌우된다. 검출기에 도달하는 광자의 수는 X-선 튜브

에 걸리는 전압, 전류 및 스캔시간, 절편의 두께 (slice thickness)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3].

영상잡음의 크기는 균일한 조직에 관심영역 (region of interest, ROI)

을 그려 이 영역에서의 표준편차로 계산하며, 관심영역의 크기는 1cm2

이내 혹은 25 화소 이상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4]. 영상 내 균질

한 관심영역을 그리는 과정은 현재까지도 수동적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

며, 이는 평가자 내 변동성 및 평가자 간 변동성 (intra-/inter-rater

variability) 유발하며 정량적인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25]. 또한 

환자 1명 스캔 당 수백 장에 해당하는 대량의 단면영상이 발생하기 때문

에 모든 단면 영상에 대해 잡음을 평가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임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영상의 균질한 조

직을 자동적으로 찾아내어 잡음을 포함하는 영상품질을 자동적, 정량적

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CT 촬영에 따른 방사선량과 영상

품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플랫폼 구축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T 영상의 구조물 일관도 특성값을 정의하여 잡음평가

에 사용할 관심영역을 자동적으로 추출하고, 잡음을 포함한 다양한 영상

품질 지표를 자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각 제조사,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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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상검사에 따라 환자 94명의 CT 영상을 확보하여 제안한 방법으로 

균질한 관심영역을 찾아 자동적 잡음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각 제조사 

별 CT로 획득한 Multipurpose Chest Phantom의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

복적재구성기법으로 재구성한 영상을 이용하여 반복적재구성기법을 통한 

잡음 저감도, 폐 영역의 혈관 구조물 첨예도 및 보존도를 정량적으로 비

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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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재료 및 방법

제 1 절 영상 데이터

영상 잡음평가에 사용할 환자 CT 영상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

까지 서울대학교병원 영상의학과에서 획득한 50명의 성인 환자 (연령:

58.6 ± 11.4)와 44명의 소아 환자 (연령: 13.8 ± 1.8), 총 94명의 환자 영

상을 이용하였다. 2개의 128 채널 CT (Ingenuity CT, Philips Healthcare,

Cleveland, OH, USA; Somatom Definition FLASH, Siemens Healthcare,

Erlangen, Germany)와 1개의 16 채널 CT (Somatom Sensation 16,

Siemens Healthcare, Erlangen, Germany)를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환

자 1명 당 평균 영상 수는 175.7 장으로 총 16,517 장의 영상을 잡음평가

에 이용하였다. 이 중 100 장의 영상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관찰자의 수

동 잡음평가 결과와 비교 및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환자의 

Protocol A Protocol B Protocol C

검사 Chest routine Low dose chest Abdomen+Pelvis

조영검사 여부 O X O

연령 14.2 ± 2.0 (11–17) 13.8 ± 2.0 (10–16 13.8 ± 1.8 (11–18)

성별분포 남 6, 여 3 남 9, 여 5 남 13, 여 8

총 영상 수 1341 2111 4752

CT 스캐너 Definition Flash Definition Flash Definition Flash

CT 제조사 GE Healthcare GE Healthcare GE Healthcare

관전압 (kVp) 100 100 120

관전류 시간곱 (mAs) 118.0 ± 39.8 85.0 ± 28.4 114.4 ± 23.5

CTDIvol (mGy) 5.8 ± 1.3 (3.9–8.2) 2.9 ± 0.9 (1.5–4.6) 6.4 ± 1.3 (4.9–9.6)

재구성 기법 I30f I30f I30f

자동노출제어 (AEC) 사용 사용 사용

표 1. 잡음평가에 사용한 소아 환자영상 촬영 조건 및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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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정보는 각 촬영 프로토콜로 분류하여 표 1, 2에 기술하였다.

영상 구조물 첨예도와 보존도 평가는 그림 1에 제시된 Multipurpose

Chest Phantom (N1 "LUNGMAN", Kyoto Kagaku, Kyoto, Japan)을 2개

의 128 채널 CT (Discovery CT750 HD, GE Healthcare, Milwaukee,

WI, USA; Ingenuity CT, Philips Healthcare, Cleveland, OH, USA)와 1

개의 320 채널 CT (Aquilion ONE, Toshiba Medical Systems, Tokyo,

Japan)로 촬영한 영상 중 폐 영역을 포함하는 영상을 사용하였다. N1

lungman 팬텀은 X-ray, CT에서 모두 모의실험이 가능한 43 x 40 x 48

cm 크기, 약 18 kg의 무게를 가지는 팬텀으로써, 15개의 종양 조직(-800

HU, -630 HU, 100 HU / 3, 5, 8, 10, 12 mm) 삽입이 가능한 다목적 팬

텀이다. 여과중첩재구성기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의 비교연구에서 사용한 

영상 촬영 파라미터 및 각 제조사마다의 반복적재구성기법은 표 3에 기

술하였다. 그림 2는 GE사와 Philips의 FBP와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재구

성된 예시 영상을 선량의 크기에 따라 보여주고 있으며, 고선량으로 획

득한 영상일수록, 그리고 FBP보다는 반복적재구성기법을 사용하였을 시 

잡음수준이 저감됨을 볼 수 있다.

그림 1. N1 Lungman 팬톰. (Multipurpose Chest Phantom, Kyoto

Kagaku, Kyoto,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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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col A Protocol B Protocol C

검사 Chest routine Low dose chest Abdomen+Pelvis

조영검사 여부 O X O

연령 57.3 ± 9.4 (40–73) 63.6 ± 11.2 (43–73) 58.3 ± 12.7 (36–80)

성별분포 남 2, 여 16 남 0, 여 7 남 6, 여 19

총 영상 수 1786 688 5839

CT 스캐너 Sensation 16 Definition Flash Ingenuity CT

CT 제조사 Siemens Healthcare GE Healthcare Toshiba Medical Systems

관전압 (kVp) 120 120 120

관전류 시간곱 (mAs) 84.5 ± 17.6 30 114.4 ± 23.9

CTDIvol (mGy) 6.9 ± 1.4 (4.7–9.8) 2.17 7.4 ± 1.6 (5.6–12.4)

재구성 기법 B30f B30f B

자동노출제어 (AEC) 사용 미사용 사용

표 2. 잡음평가에 사용한 성인 환자영상 촬영 조건 및 인구통계.

Set 1 Set 2 Set 3

CT 스캐너 Discovery CT750 HD Ingenuity CT Aquilion ONE

CT 제조사 GE Healthcare Philips Healthcare Toshiba Medical Systems

관전압 (kVp) 120 120 120

관전류 시간곱 (mAs) 17.5 / 47.5 / 190 21 / 57 / 228 15 / 40 / 150

단면두께 (mm) 0.625 1 1

반복적재구성기법 aASIR 50% biDose4 cAIDR 3D

표 3. 구조물 첨예도, 보존도 평가에 사용한 영상촬영조건.

aASIR: Advanced Statistical iterative Reconstruction (GE Healthcare)
biDose4: 4th generation iterative reconstruction algorithm (Philips Healthcare)

cAIDR 3D: Adaptive Iterative Dose Reduction 3D (Toshiba Medic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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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각 제조사 별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재구성된 영상 예시. (a) GE Healthcare, (b) Philips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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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

CT 영상의 잡음평가는 균질하게 이루어진 조직에 관심영역을 그리는 

것이 핵심이다. CT 영상은 –1024 HU부터 2000 HU 이상의 화소값을 

가지므로 관심이 있는 영역의 대조도에 맞게 Window width/level을 조

절하여 확인해야하므로 미세한 소규모 구조물이 없는 영역을 주변의 배

경잡음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이다. 본 연구에

서는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 (Structure coherence feature, fs)을 수식 (1)

과 같이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정의함으로써 각 화소 값의 해부학적 

특성 구조물 일관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

 

··········································· (1)

이 특징값은 각 화소가 해부학적 구조물에 속하는 확률을 나타내는 에

지성분 (edginess, IE)과 구조물이 없는 영역의 가중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화소방향성의 무질서도 (randomness of pixel orientation) 성분으로 구성

되어있다. HG와 HT는 수식 (2), (3)과 같이 각각 영상의 경사성분 

(gradient)과 구조 텐서 (structure tensor)의 방향성분 엔트로피 값을 나

타내며, 이 두 특징값의 합은 화소방향성의 무질서도를 나타낸다 [26].

  
  ∈

∠∇ln∠∇ ································· (2)

  
  ∈

∠ ln∠  ································ (3)

수식 (2), (3)에서의 는 구조 텐서 T의 1차 고유값 (eigenvalue)을 나

타내며, 아래 식 (4), (5)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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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5)

영상의 에지성분은 상이한 두 영역간의 뚜렷한 윤곽선 성분과 혈관 등

의 관 구조물 곡선 에지성분 (curvilinear edge)을 포함하기 위하여, 수식 

(6)와 같이 경사성분과 구조 텐서의 1차 고유값 (eigenvalue)의 크기의 

가중치 합으로 표현된다.

  ∇ ··········································· (6)

∇과 는 각각 경사성분과 구조 텐서의 1차 고유값을 나타내고 과 

는 해당 성분에 대한 가중치로써,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으로 0.75,

0.25를 사용하였다. 그림 3은 예시 영상의 평탄한 영역과 구조물을 포함

하는 관심영역에서의 구조물 일관도 특성값과 에지성분 및 화소방향성의 

무질서도를 나타낸다. 또한 그림 4는 예시 영상에 대한 특징값 분포를 

나타내며, 에지성분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경우보다 화소방향성의 무

질서도를 포함하여 정의한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이 균질한 영역과 구조

물 포함 영역을 좀 더 효과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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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예시 영상의 평탄한 영역과 구조물을 포함하는 관심영역에서의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 (a) ROIh, ROIs는 각각 평탄영역과 구조물을 포함

하는 관심영역을 나타내며, 숫자는 구조물 일관도 특성값임. (b) 에지성

분 값, (c), (d) 경사성분과 구조 텐서 히스토그램; 상단은 평탄영역, 하단

은 구조물을 포함하는 관심영역.

그림 4. 예시 영상에 대한 특징값 분포. (a) 샘플 CT 영상, (b) 에지성분,

(c) 화소방향의 무질서도, (d) 두 특징값을 합성한 구조물 일관도 특성값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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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자동적 잡음수준측정방법

3.1. 전체 흐름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CT 영상의 자동적 잡음평가방법은 그림 5의 다이

어그램과 같다. 자동적 영상 잡음평가기법은 잡음을 평가하고자하는 조

직의 분할 (본 연구에서는 피하지방 층), 균질한 관심영역 추출 후 표준

편차 계산의 절차를 포함한다. 본 자동적 잡음수준측정기법은 Matlab

(R2014b, The MathWorks, Inc., Natick, Massachusetts, USA)을 이용하

여 코딩되었다.

그림 5. CT 영상의 자동적 잡음평가 전체 흐름도

3.2. 잡음평가 대상조직 분할

환자의 CT 영상은 뼈, 지방, 근육, 혈관조직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잡음을 평가할 대상 조직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체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넓게 분포하고,

–150 HU부터 –30 HU까지 고유한 화소값 범위를 가져 상대적으로 분

할이 용이한 피하지방영역을 잡음 평가 대상 조직으로 선택하였으며, 그

림 6은 지방조직 분할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준다 [28, 29].

잡음수준을 평가하고자하는 영상에 대한 전처리로 가우시안 평활화를 

수행하여 지방조직 마스크를 생성함에 있어 잡음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이 후, 평활 영상에 대하여 –150 HU부터 –30 HU까지 문턱값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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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차 분할하고, 구조물 요소 7 화소의 모폴로지 닫힘 연산을 수행함

으로써 잡음평가를 위한 마스크를 생성하였다. 추출한 대상조직 마스크 

내 충분한 지방영역이 존재하지 않는 영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3. 균질한 대표 관심영역 선정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학물리학회 (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s

in Medicine, AAPM) 39번 보고서에 근거하여 잡음평가를 위한 관심영

역의 넓이가 1 cm2 이내가 되는 원형 모양으로 하였으며, 선정한 균질 

관심영역에서의 잡음수준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개의 관심영역을 

추출하도록 하였다 [30].

그림 7은 균질한 관심영역을 추출해내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3.2 절에서 서술한 방법으로 추출한 잡음평가 대상조직 위에 그

려진 원형 관심영역에서의 구조물 일관도 특성값을 계산하여 히스토그램

을 그렸다. 히스토그램의 10번째 백분위 수 (10th percentile)를 문턱값으

로 적용하였으며, 이에 해당하는 영역을 균질한 관심영역으로 선정하였

다. 이어 선정한 관심영역 중 5개의 관심영역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영상

의 대표 평탄 관심영역으로 지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관심영역의 개수에 

따른 통계적 변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탄한 관심영역을 1개만 선택하

여 잡음값을 계산하고 비교하였다.

자동적 대표 평탄 관심영역 추출의 결과는 영상의학분야 5년 경력의 

평가자에게 성공, 실패 여부 판단을 요청하여, 제안한 기법의 성능을 평

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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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지방조직 분할과정. (a) 예시 영상, (b) 화소값의 히스토

그램, (c) 문턱값 적용을 통한 1차 마스크 생성, (d) 1차 마스크

에 대한 모폴로지 닫힘 연산 수행 결과, (e) 최종 생성된 지방영

역 마스크, (f) 예시 영상에 오버레이시킨 평가대상조직 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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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표 관심영역 선정과정. (a) 예시 영상, (b) 분할된 

잡음평가 대상조직, (c) 대상조직 위에 그려진 원형 관심영

역, (d)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 및 그 히스토그램, (e) 10번째 

백분위 수 이내에 해당하는 평탄 관심영역, (f) 무작위로 선

정한 5개의 대표 관심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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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잡음수준 계산

3.3절에서 추출한 1개 혹은 5개의 대표 관심영역에 대하여, 식 (7)과 

같이 각각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 (7)

식 (8)과 같이 N 개의 대표 관심영역에서의 표준편차 값을 평균내어,

주어진 영상의 대표 잡음수준으로 지정하였다. (N = 1, 5)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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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자동계산한 잡음수준의 평가

4.1. 수동측정값과 비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각각 11년, 5년 경력을 지닌 영상의학과 전문의 2

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여 무작위로 선별한 100 장의 예시 영상에 대하여 

수동으로 지방영역에 관심영역을 그리고 잡음수준을 평가하였다. 자동측

정기법에서 사용한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지방영역에 1cm2 이내의 넓이

를 가지는 관심영역을 가지도록 안내하였고, ImageJ (Version 1.4.9,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aryland, USA)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수동 측정값에 대한 관찰자 내 변동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찰자 A는 

2번 측정을 하였으며, 관찰자 B는 1번 측정을 하였다. 관찰자 A의 측정

값과 관찰자 B의 측정값의 평균을 구하여 기준 잡음수준 ()으로 지정

하였다.

4.2. 통계 분석

본 연구에 이용된 모든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2.0. Armonk, NY: IBM Corp.)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관찰자 A의 2번 측정값, 관찰자 A와 B의 측정값, 기준 잡음수준과 자

동 측정값의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여 각각 관찰자 내 신뢰도, 관찰자 

간 신뢰도, 자동측정 일치도를 계산하였으며, 각 측정의 표준편차를 구하

여 관찰자 내 변동성, 관찰자 간 변동성, 자동측정 변동성을 산출하였다.

자동측정의 경우 관심영역의 개수를 1개와 5개로 변경하면서 관심영역의 

개수에 따른 변동성도 함께 확인하였다.

또한, Bland-Altman 도표를 그려, 각 측정 간의 편향성 (bias)과 95%

신뢰수준 내 일치한도 (limit of agreement)를 구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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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저피폭 시뮬레이션 CT와 비교

추가 검증을 위하여 100 장의 예시영상에 대하여 50% 저피폭 시뮬레

이션 CT 영상을 생성하여 비교하였다. 저피폭 시뮬레이션 기법은 가상 

잡음에 대한 여과중첩재구성 과정과 사이노그램을 합성하는 수학적 모델

을 이용하며, 다양한 선량 수준에 대하여 실제 잡음 패턴과 유사한 영상

을 생성함을 기 입증한 기법이다 [31]. 그림 8은 예시 영상에 대해 생성

한 저피폭 시뮬레이션 영상과 차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자잡음의 크기는 광자결핍 (photon starvation)이 없다는 

가정 하에 포아송 분포 (Poisson distribution)를 따르기 때문에, 영상 잡

음수준은 검출기에 도달하는 광자수의 제곱근에 반비례하며, 따라서 관

전류 시간 곱 (mAs)의 제곱근에 반비례하게 된다 [32, 33].

100장의 영상에 대하여 제안한 방법으로 자동측정한 잡음수준 값이,

50% 저피폭 시뮬레이션 영상에서의 잡음수준 값과 비교하였을 때 이론

적 잡음수준인  배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림 8. 저피폭 시뮬레이션 예시. (a) 예시 영상, (b) 50% 저피폭 시뮬레

이션으로 생성한 영상, (c) 기존 영상과 시뮬레이션 영상의 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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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종합적 품질평가

5.1. 전체 흐름도

본 연구에서의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생성된 영상

의 종합적 영상품질 비교평가는 잡음수준 저감량, 구조물의 첨예도와 보

존도 평가를 포함하며 그림 9는 전체 흐름도를 보여준다. 2절에서 제시

한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을 이용하여 균질한 영역과 구조물 전환 영역을 

분리해내었으며, 이 영역에서의 특징값을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

구성기법으로 재구성된 영상과 두 영상의 차 영상에서 비교하였다.

5.2. 잡음수준 저감도

잡음을 평가할 대상조직은 연부조직과 지방영역을 포함하는 신체로 선

정하였다. 이를 위해 가우시안 평활 영상에 3차원 영역성장법으로 얻은 

환자 신체 마스크에서 폐 영역 문턱값 (-350 HU)를 적용하여 얻어낸 폐 

영역 마스크를 빼내 대상조직 마스크를 생성하였다. 이 후, 대상 조직 내

에서의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 히스토그램 중 10번째 백분위 수 (10th

percentile)를 문턱값으로 적용하여 균질한 영역 (homogeneous region,

RH)을 얻어내었으며, 이 중 5개의 관심영역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대표 

관심영역으로 지정하였다.

각 제조사마다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얻어진 두 

영상에 대해 5개의 대표 관심영역에서의 표준편차 값을 계산하여 수식 

(9)에 따라 잡음수준 저감도 (Percent noise reduction, PNR)을 평가하였

고, 와 는 각각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 영상에서

의 잡음수준을 나타낸다.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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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 영상의 종합적 품질평가 

흐름도.

5.3. 구조물 첨예도 평가

구조물 첨예도 (Structure sharpness index, SSI) 평가에 사용할 대상조

직은 폐의 혈관구조물로 선정하였다. 가우시안 평활 영상에서 폐 영역 

문턱값 (-350 HU)를 적용하여 얻어낸 폐 영역 마스크와 환자 신체 마스

크를 논리곱 연산 (AND 연산)하여 배경영역을 제거하였다. 폐 영역에서

의 혈관구조물 첨예도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폐와 뼈, 연부조직과의 경계

영역은 모폴로지 침식 (erosion) 연산으로 제거하였다. 이 후, 대상 조직 

내에서의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 히스토그램 중 70번째 백분위 수 (70th

percentile)를 문턱값으로 적용하여 구조물 전환영역(homogeneous

region, RS)을 얻어내었으며, 수식 (10)에 따라 해당 영역에서의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의 평균을 구하여 구조물 첨예도로 정의하였다.

    ············································· (10)

각 제조사마다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얻어진 두 

영상에 대해 구조물 첨예도을 계산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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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구조물 보존도 평가

구조물 보존도 (Structure preservation index) 평가는 여과중첩재구성

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얻어진 두 영상의 차 영상 영역에서 수행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N1 Lungman 팬텀 영상의 경우, GE

Healthcare사의 Discovery CT750 HD로 획득한 FBP 영상과 advanced

statistical iterative reconstruction (ASIR) 50% 영상 쌍, Philips

Healthcare사의 Ingenuity CT로 획득한 FBP 영상과 반복적재구성기법인 

iDose4로 얻어진 영상 쌍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그림 10과 그림 11은 

GE사와 Philips사의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얻어진 

두 영상의 차 영상 예시를 나타낸다.

각 제조사에서 보유한 반복적재구성기법은 FBP 영상을 기준으로 하여 

잡음성분만 저감시키고 이 외 신체 구조물 성분들은 유지한다는 목적을 

가지므로, 이론적으로 차 영상에서는 잡음성분만 검출되어야 한다 [34].

하지만, FBP와의 혼합 정도 (blending percentage) 등의 변동성 및 제한

점 때문에 차 영상에서 잡음 성분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성분들도 육안으

로 쉽게 관찰된다. 구조물 보존도는 식 (11)에 따라, 5.2절과 5.3절에서 

획득한 균질한 영역과 구조물 전환영역에서 각각 표준편차를 구하여 해

당 영역에서 잡음 성분 이 외 구조물 성분의 포함정도를 정량적으로 평

가하였다.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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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GE사의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ASIR 50%)으로 

얻어진 두 영상의 차 영상. (a) 17.5 mAs, (b) 47.5 mAs, (c) 190 mAs

그림 11. Philips사의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iDose4)으로 

얻어진 두 영상의 차 영상. (a) 21 mAs, (b) 57 mAs, (c) 228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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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결과

제 1 절 균질한 관심영역 추출결과

그림 12는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의 10번째 백분위수를 이용하여 얻어

낸 예시 영상에서의 균질한 관심영역 추출 결과를 나타낸다. 흉부, 복부,

요추 영역을 포함하며 성인과 소아 그룹을 표준 프로토콜과 저선량 프로

토콜로 얻은 총 16,517장의 CT영상의 대부분에서 5개의 균질한 관심영

역을 성공적으로 추출함을 확인하였다.

각 환자군 및 프로토콜별 추출결과는 표 4에 정리하였다. 상대적으로 

충분한 피하지방영역을 포함하는 복부, 골반 영역에서의 성공률 (99.46%)

이 흉부에서 (98.4%)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동일 프로토콜 내 성인과 

소아 그룹 간 성공률은 통계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광자결핍의 이

유로 줄 인공물 (streak artifact)의 경향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저선량 

프로토콜에서의 성공률이 표준 프로토콜보다 약 1.9% 낮게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

그림 12. 균질한 관심영역 추출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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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잡음수준 추출 성공률

소아

Protocol A 6.9 ± 1.5 99.8% (1338/1341)

Protocol B 9.0 ± 2.1 97.9% (2067/2111)

Protocol C 7.5 ± 1.0 99.8% (4746/4752)

성인

Protocol A 10.5 ± 1.9 98.7% (1763/1786)

Protocol B 14.8 ± 2.8 97.1% (668/688)

Protocol C 8.4 ± 1.4 99.7% (5820/5839)

표 4. 연구대상의 프로토콜, 그룹 간 잡음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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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수동측정과의 비교

관찰자 A의 2회의 수동측정에 대한 관찰자 내 일치도는 0.75, 관찰자 

A와 B의 측정에 대한 관찰자 간 일치도는 0.7로 나타났다. 또한, 관찰자 

내 변동성은 2.0 HU, 관찰자 간 변동성은 2.2 HU로 나타나 잡음수준의 

수동측정이 관찰자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상당한 수준의 불일치 정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기준 잡음값과 제안한 방법으로 측정한 

자동적 잡음 수준 간 일치도는 0.86, 변동성은 1.3으로 나타나 수동측정 

시보다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그림 13은 관찰자 내 일치도, 관찰자 간 일치도, 기준 잡음값과 자동측

정 간의 일치도를 나타내는 산포도 (scatter plot)이며, 그림 14는 관찰자 

내 변동성, 관찰자 간 변동성, 기준 잡음값과 자동측정 간의 변동성을 나

타내는 Bland-Altman 도표로써, 각 측정 간의 편향성 (bias)과 95% 신뢰

수준 내 일치한도 (limit of agreement)를 보여준다. 관찰자 A, B의 측정

에 따른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동측정과 기준 잡

음값은 평균 –1.56 HU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95% 신뢰수준 내 일치한도는 자동측정과 기준 잡음값 비교에서 

타 수동측정에 비해 좁게 나타났다.

관심영역의 개수에 따른 통계적 편향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심영역의 

개수를 1개로 하여 2회 측정 결과, 기준 잡음 값과의 일치도는 각각 

0.75, 0.73으로 나타나, 관심영역의 개수를 5개로 하였을 시보다 낮은 일

치도를 보였다 (그림 15). 관심영역의 개수를 1개로 하여 2회 측정값 내 

일치도는 0.87으로 나타났고 이는 수동측정 관찰자 내 일치도 0.75보다 

높았으며, 95% 신뢰수준 내 일치한도도 2회 자동측정값이 수동측정값보

다 더 좁게 나타났다 (그림 16, 17). 종합적인 통계분석결과는 표 5에 정

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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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자 내 관찰자 간 자동 vs. 기준값 자동값 간

일치도 0.75 0.70 0.86 0.87

평균값 차이 -0.07 (p=0.73) 0.02 (p=0.93) -1.56 (p<0.001) -0.24 (p=0.06)

변동성(표준편차) 2.0 2.2 1.3 1.3

95% 신뢰수준 

내 일치한도
[-4.0, 3.8] [-4.3, 4.3] [-4.2, 1.1] [-2.8, 2.3]

표 5. 수동, 자동 측정값의 신뢰도 평가.

그림 13. 측정 간 일치도를 보여주는 산포도. (a) 관찰자 내, (b) 관찰자 

간, (c) 자동 측정과 기준 잡음.

그림 14. 측정 간 변동성을 나타내는 Bland-Altman 도표. (a) 관찰자 내,

(b) 관찰자 간, (c) 자동 측정과 기준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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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자동측정의 관심영역의 개수에 따른 일치도를 보여주는 산포도,

(a) 5개 관심영역, (b) 1개 관심영역 (1회), (c) 1개 관심영역 (2회).

그림 16. 1개의 관심영역으로 2회 측정한 잡음수준의 일치도.

(a) 수동측정, (b) 자동측정.

그림 17. 1개의 관심영역으로 2회 측정한 잡음수준의 

Bland-Altman 도표. (a) 수동측정, (b) 자동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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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저피폭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18 (a)는 원본영상과 저피폭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영상에서 

측정한 잡음수준과 이론적 잡음수준을 비교한 상자 도표 (box plot)이다.

원본영상 100장에서 얻어진 잡음수준은 12.69 ± 2.76 HU으로써 50% 저

피폭 시뮬레이션 영상의 이론적 잡음수준은 배인 17.95 ± 3.91 HU가 

되며, 실제 저피폭 시뮬레이션 영상에서 측정한 잡음수준은 17.87 ± 3.47

HU으로 나타나, -0.44%의 오차를 나타냈다. 그림 18 (b)는 실제 측정한 

두 영상의 잡음 수준 비율이며, 1.415 ± 0.089로 나타나 각 영상에 대해 

원본영상과 50% 선량저감영상의 이론적 잡음수준 비율 ( )과 높은 일

치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8. 원본 영상과 50% 저피폭 시뮬레이션 영상에서의 잡음 수준 비

교. (a) 원본 영상과 50% 저피폭 시뮬레이션 영상에서의 잡음수준을 나

타내는 상자도표, (b) 원본 영상과 저피폭 시뮬레이션 영상에서 측정한 

잡음수준에 대한 비율과 이론적 비율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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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잡음수준 저감도 결과

그림 19은 N1 Lungman 팬텀 영상에서 잡음수준 평가를 위한 균질한 

관심영역을 자동적으로 추출한 결과를 나타내며, 그림 20은 여과중첩재

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재구성한 두 영상 쌍에서 자동으로 측정

한 잡음수준 결과를 나타낸다.

GE사의  17.5, 47.5, 190 mAs로 획득한 영상의 잡음수준은 여과중첩재

구성법에서는 각각 29.740, 18.940, 9.522, 반복적재구성기법(ASIR 50%)에

서는 20.850, 13.113, 6.915로 나타나 각각 29.89%, 30.77%, 27.38%의 잡음

수준 저감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Philips사의 21, 57, 228 mAs로 

획득한 영상의 잡음수준은 여과중첩재구성법에서는 32.944, 22.086,

12.841, 반복적재구성기법(iDose4)에서는 23.106, 16.028, 9.555로 나타나 

각각 29.86%, 27.43%, 25.59%의 잡음수준 저감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여과중첩재구성 영상이 확보되지 않은 Toshiba사의 경우, 반복적재구성

기법으로 재구성한 영상에 대해서만 비교하였으며 15, 40, 150 mAs로 

획득한 영상에 대하여 각각 18.477, 14.379, 10.553의 잡음수준을 나타냄

을 확인하였다.

그림 19. 자동으로 추출한 균질한 관심영역 예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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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재구성한 두 영상 

쌍의 잡음수준. (a) GE사의 ASIR50%, (b) Philips사의 iDose4.

제 5 절 구조물 첨예도 평가 결과

그림 21은 N1 Lungman 팬텀영상에서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을 이용

하여 폐영역의 구조물 전환영역을 추출해 낸 결과를 나타내며, 폐 영역 

내의 혈관 구조물을 잘 구분해 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그림22

는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재구성한 두 영상 쌍에서 

자동으로 측정한 구조물 첨예도 평가 결과를 나타낸다.

GE사의  17.5, 47.5, 190 mAs로 획득한 영상의 구조물 첨예도는 여과

중첩재구성법에서는 각각 13.712, 13.431, 13.282, 반복적재구성기법(ASIR

50%)에서는 13.845, 13.963, 13.954로 나타나 각각 0.97%, 3.96%, 5.06%의 

첨예도 증가를 확인하였다. 한편 Philips사의 21, 57, 228 mAs로 획득한 

영상의 구조물 첨예도는 여과중첩재구성법에서는 13.440, 13.221, 13.227,

반복적재구성기법(iDose4)에서는 13.212, 13.104, 13.185로 나타나 각각 

1.70%, 0.89%, 0.32%의 첨예도 감소를 확인하였다. Toshiba사의 경우, 여

과중첩재구성 영상이 확보되지 않아,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재구성한 영

상에 대해서만 비교하였으며 15, 40, 150 mAs로 획득한 영상에 대하여 

각각 13.836, 14.812, 14.118의 구조물 첨예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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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자동으로 추출한 폐 영역 내 혈관 구조물 전환 영역.

그림 22.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재구성한 두 영상 

쌍의 폐 영역 내 혈관 구조물 첨예도. (a) GE사의 ASIR50%, (b) Philips

사의 iDos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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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구조물 보존도 평가 결과

그림 23과 24는 GE사와 Philips사의 CT 스캐너로 촬영한 N1

Lungman 팬텀 영상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폐 영역 내 균질한 영역과 혈

관 구조물 전환영역을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재구성

된 두 영상의 차 영상 영역에서 보여주고 있다.

GE사의  17.5, 47.5, 190 mAs로 획득한 두 재구성 기법의 차 영상에서 

고선량 영상으로 갈수록 폐 구조물의 잔여 성분들이 많이 보이며, 자동

으로 계산한 구조물 보존도 값은 42.202%, 29.527%, 16.635%로 나타나,

반복적 재구성기법(ASIR 50%) 영상의 폐 영역 내 혈관 구조물의 보존정

도를 정량적으로 표현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Philips사의 21, 57, 228

mAs로 획득한 두 재구성 기법의 차 영상에서는 폐 영역 내 혈관 구조

물 잔여 성분들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잡음 성분들만 확인되며, 자동적

으로 계산한 구조물 보존도 값은 106.695%, 119.074%, 117.409%로 나타

나, 폐 영역 내 혈관 구조물이 잘 보존됨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구조

물의 보존도값이 100%를 초과한 경우, 차 영상 영역에서 평탄영역의 표

준편차 값이 구조물 전환영역의 표준편차 값보다 큼을 의미하므로 반복

적 재구성기법이 구조물의 왜곡없이 잘 보존되는 동시에 잡음만 저감하

였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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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GE사의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ASIR 50%)으로 

얻어진 두 영상의 차 영상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폐 영역 내 균질영역(파

랑)과 혈관구조물 전환영역(빨강). (a) 17.5 mAs, (b) 47.5 mAs, (c) 190

mAs.

그림 24. Philips사의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iDose4)으로 

얻어진 두 영상의 차 영상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폐 영역 내 균질영역(파

랑)과 혈관구조물 전환영역(빨강). (a) 21 mAs, (b) 57 mAs, (c) 228

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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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본 연구에서는 환자의 CT 영상에서 자동적으로 잡음수준을 측정하는 

방법과,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의 영상품질을 자동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에지성분 및 화소방향성의 무질서도를 포

함하는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을 정의함으로써 평가대상 조직 내 균질한 

영역과 구조물 전환영역을 자동적으로 추출해내었고, 이를 기반으로 환

자영상에서 잡음수준과 팬텀영상에서 잡음수준을 포함하는 다양한 품질

지표들을 자동적으로 평가하였다.

총 16,517장의 영상 중 16,427장의 영상에서 평탄한 관심 영역을 성공

적으로 추출해냄을 확인하였으며 (99.46%), 무작위로 선정한 100장의 예

시 영상을 대상으로 수행한 수동 측정 결과, 기준 잡음값과 제안한 방법

으로 측정한 자동적 잡음 수준 간 일치도는 0.86으로 나타나, 관찰자 내 

일치도 (r = 0.75), 관찰자 간 일치도 (r = 0.70)보다 높은 일치도를 나타

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피폭 시뮬레이션 영상에서 측정한 잡음수준이 

50% 잡음 저감시 이론적 잡음수준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여과중첩재

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의 영상 쌍에 대해서는 구조물 전환영역을 잘 

구분해냄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구조물 특징값을 이용하여 잡음수준 

저감도, 구조물 첨예도, 보존도 등을 자동적으로 평가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CT 영상의 자동적 잡음수준 평가기법은 환자의 

CT 촬영 시 발생하는 방사선량을 저감화하고 기록, 관리하려는 움직임

과 더불어 영상의 잡음수준까지 자동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선량

과 품질 간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평가하며, 나아가 각 영상검사 별 최적

의 프로토콜을 확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검출기 및 영상 재구성 기

법의 발전으로 인해 영상의 잡음 및 선량 저감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잡

음수준을 포함한 영상의 품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법이 필수적이

나, 최근까지도 수동으로 관심영역을 그려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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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5년에 Christianson et al.에 의해 제안된 연부조직에서 관심영역

을 잡아 히스토그램에서의 최빈값을 잡음수준으로 지정한 연구가 유일하

였다. 이 방법은 통계 기반의 접근으로써 소규모의 해부학적 구조물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어 잡음수준 과대평가의 오류가능성이 있으며, 기준 

잡음수준을 팬텀의 두 번 스캔 시 차 영상에서의 표준편차로 정의내려 

실제 환자영상을 이용한 검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구

조물 일관도 특징값을 정의내림으로써 이러한 소규모의 해부학적 구조물

을 피해 잡음 평가를 위한 관심영역을 효과적으로 추출하였다.

잡음 평가를 위한 관심영역의 추출 시, 육안에 의존하는 수동기법과 

현존하는 자동기법에서 모두 소규모 구조물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선량 영상으로 촬영하여 잡음수준의 크기가 큰 영상의 경우 소규

모의 구조물들이 잡음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자동적으로 분

류해내기 위하여 에지 기반의 특징값에 화소방향성의 무질서도를 포함하

여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을 정의하였다. 고선량으로 촬영하여 잡음의 수

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상의 경우 에지성분 특징값만으로 균질한 영역 

내 소규모 구조물 존재 여부들을 판단하여, 영상의 잡음수준을 평가할 

관심영역을 자동으로 분류해냄을 확인하였으나, 저선량으로 촬영된 영상

에서 잡음 성분과 소규모 구조물 성분들의 에지성분들은 에지성분 특징

값만으로 분리가 어려웠다. 이에 화소방향성의 무질서도 성분을 포함한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을 정의함으로써 저선량으로 촬영된 영상에 대해서

도 균질한 영역 내 소규모 구조물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로 연구대상 영상에서 측정한 잡음수준은 최소 7.16 HU부터 최대 21

HU까지 나타나 잡음수준이 낮은 고선량 영상에서부터 잡음수준이 높은 

저선량 영상에서까지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이 구조물 전환영역과 균질 

영역을 성공적으로 분리해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피하지방영역 층에 1 cm2 이내의 원형 관심영역을 두

어 잡음수준을 측정토록 하였다. 관심영역의 크기가 클수록 통계적 신뢰

도가 높은 측정결과를 제공하나 환자의 CT 영상에서 충분히 큰 균질영

역 내 관심영역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반대로 관심영역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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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잡음을 평가할 관심영역을 찾는 것은 수월하나, 통계적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미국의학물리학회에서에서 발간한 CT 장비의 정도관리 

보고서에서는 CT 영상의 잡음수준 측정 시, 물 팬텀 영상에서 1 cm2 이

내의 관심영역을 잡아 표준편차를 그려 측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권장사항을 따랐다. 추가적으로, 각 관심영역 

선정시 발생하는 관심영역 간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하여 다섯 개의 관심영역을 잡아 표준편차의 평균을 구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영상에 대하여 99.46%의 높은 대표 관심영역 선별 결과를 보였다.

관심영역의 개수에 따른 통계적 변동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증에

서 관심영역의 개수를 5개로 선정하였을 시 기준값과의 일치도는 0.86,,

1개로 선정하여 2회 측정하였을 시 일치도는 각각 0.75, 0.73으로 나타났

다. 관심영역의 개수를 1개로 선정하였을 시 5개로 선정하였을 때보다 

일치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관심영역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1개 

측정 간 변동성이 상쇄되었다 할 수 있다. 2회의 반복측정에서 나타난 

수동측정 내 일치도는 0.75, 자동측정 내 일치도는 0.87로 나타나, 수동측

정으로 인한 수고로움을 자동측정으로 대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수동측

정보다 더 높은 재현성과, 낮은 변동성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추가적으로 수행한 여과중첩재구성법과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재구성

한 영상에 대한 품질평가에서 반복적재구성기법으로 재구성한 영상이 기

존의 여과중첩재구성법에 비하여 GE사의 경우 약 29.34%, Philips사의 

경우 27.63%의 잡음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복적 

재구성을 통해 잡음이 저감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물의 첨예도는 

GE사의 ASIR에서 약 3.33% 증가하였으며, Philips사의 iDose4의 경우 약 

0.97% 감소하였다. GE사의 ASIR의 경우, 29.34%의 전체적 잡음저감과 

동시에 혈관구조물들의 첨예도는 오히려 증가함으로 나타났고, Philips사

의 iDose4의 경우 잡음은 27.63% 감소하나 그 첨예도도 함께 저감됨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영상의 평활화를 수행할 경우, 잡음수준과 함께 

구조물들의 첨예도 열화가 동반되는 것이 예상되나 본 연구에 사용한 두 

반복적재구성기법은 잡음수준을 상당 수준 저감시킴과 동시에 구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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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예도는 잘 보존 혹은 소량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조물의 보존도 평가는 반복적재구성기법이 여과중첩재구성법으로 재

구성한 영상에 비하여 잡음수준만 저감하면서 구조물 성분들은 그대로 

보유하는 이상적인 상황에서 두 재구성기법 간의 차 영상에는 잡음성분

만 존재할 것 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접근하였다.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이

라면 차 영상 영역에서, 자동으로 분할해 낸 균질한 영역과 구조물 전환 

영역에서의 표준편차는 큰 차이가 없어야한다는 것이 기본 가정이었다.

육안으로 확인하였을 시, 여과중첩재구성법으로 재구성한 영상과 GE사

의 ASIR의 차 영상에서는 폐 영역 내 혈관 구조물 성분들이 보였으며 

이는 고선량으로 갈수록 차이가 뚜렷했으며, 이는 수치상으로 표현한 값

과 그 경향성이 일치하였다 (42.2%, 29.5%, 16.6%). 반면, 여과중첩재구성

법으로 재구성한 영상과 Philips사의 iDose4의 차 영상에서는 잡음성분들

이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이는 수치상 값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106.7%, 119.1%, 117.4%). 보존도가 100% 이상인 경우, 균질한 영역과 

구조물 전환 영역에서의 표준편차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로 되풀이되며,

이는 해당 반복적재구성기법이 신체 구조물들을 왜곡없이 잘 보존하는 

동시에 잡음성분만 저감하였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잡음 수준평가 시 지방영역

에 대해서만 평가가 이루어졌다. 잡음수준은 타 영상품질 지표들을 대표

할 수 있는 지표이고 후속연구에서 반복적 재구성기법에 대하여 구조물

의 첨예도 및 보존도를 평가하였으나, 영상검사에 따라 필요한 영상품질

지표들을 구체화하여 환자의 인구적 특성 및 검사에 따른 자동적 선량 

및 영상품질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수동평가를 위해 모집

된 관찰자가 2명에 불과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내듯, 관찰자에 의한 

수동측정은 관찰자 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며 소규모 구조물을 육안으

로 분별해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과대평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동 계산한 선량값과 비교할 참조수준을 많은 관찰자가 참여하

여 평균내는 것이 참조수준의 신뢰도를 향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의 자동측정값은 과대평가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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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보이지 않으며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제공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 

더 많은 관찰자의 참여가 연구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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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에지성분 및 화소방향성의 무질서도를 포함하는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을 정의함으로써 평가대상 조직 내 균질한 영역을 자동적

으로 추출하며, 소규모 구조물을 포함하는 영역 및 구조물 전환 영역을 

성공적으로 분리해냄을 확인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수행한 환자영상에서

의 잡음수준측정에서 2명의 수동측정값을 기반으로 정의한 참조 잡음수

준과 높은 일치도를 보이며, 또한 저피폭 시뮬레이션을 통한 영상에서의 

잡음수준도 이론적인 수준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이어 수행한 FBP와 

반복적재구성기법의 비교연구에서 정의내린 구조물 일관도 특징값을 이

용하여 평가조직 내 잡음수준저감도, 구조물 첨예도, 구조물 보존도를 

Lungman 팬톰의 폐 영역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GE사의 ASIR50%와 

Philips사의 iDose4 영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구조물의 첨예도 및 보존

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환

자선량과 영상품질 간의 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CT 촬영 프로토콜을 재

정립하며 최적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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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ructure Coherence Features for
Automated Analysis of CT Image

Quality

Minsoo Chun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Radiation Applied Life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While the assessment of CT noise constitutes an important task for

the scan protocol optimization and the basis of other image quality

index, the majority of noise measurement still rely on manual

operation, hence limiting their efficiency and reliability. This study

devised a structure coherence feature, which consists of edginess of

the pixel and randomess of the pixel orientation, enabling the fully

automated way to measure the noise level followed by the quality

comparison between conventional filtered back projection (FBP) and

iterative reconstruction were investigated with percent noise reduction,

structure sharpness index, structure preservation index. The automated

noise measurement system consists of target tissue selection

(subcutaneous fat region), structure coherence feature calculation,

determination of homogeneous regions of interest, and noise level

calculation. Following overall image quality comparison procedure

between FBP and iterative reconstruction contains delineation of

homogeneous and structure transition region within the reference

tissue, and the calculation of the percent noise reduc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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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pness index, and structure preservation index. In an noise level

evaluation with 94 CT scans (16,517 images) of pediatric and adult

patients along with the participation of two radiologists, ROIs were

placed on a homogeneous fat region at 99.46% accuracy, and the

agreement of the automated noise measurements with the radiologists’

reference noise measurements (PCC = 0.86) was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within and between-rater agreements of noise measurements

(PCCwithin = 0.75, PCCbetween = 0.70). Following image quality

comparison result between conventional FBP and iterative

reconstruction showed 29.34% and 27.63% of percent noise reduction,

3.33% and –0.97% of structure sharpness index, and 29.4% and

114.4% of structure preservation index, for ASIR50% and iDose4

respectively. Our proposed algorithm has the potential to be used for

exa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radiation dose and the image

quality of CT protocols, and suggesting exam- and patient-specific

image quality evaluation.

keywords : Computed tomography, Iterative reconstruction,

Image quality, Image noise, Structure sharp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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